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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and dental treatment of rickets: A cas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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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ickets is a disease caused by vitamin D deficiency. The lack of vitamin D and other minerals can cause weak or soft bones and dysplasia
of the teeth. Rickets is identified by clinical symptoms such as bowlegs or knock-knees, and can be confirmed with laboratory tests. Dental
findings include enlarged chambers and high pulp horns that extend into the cusp tips of both the primary and the permanent dentition. Other
oral manifestations include multiple spontaneous abscesses in a caries-free dentition. Yet another problem is enamel hypoplasia. We reported
the clinical features of rickets and the dental treatment of an 11-year-old boy with hypophosphatemic rickets, which was referred to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in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or dental care. and other children’s medic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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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길이 성장의 감소와 각도의 기형이 나타날 수 있다. 골격

서

론

의 변형뿐만 아니라 근육 및 면역 계통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근긴장도가 떨어지거나, 잘 보채고, 앉고 서고 걷는 발

구루병은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해 골조직의 연화 및 치아

달 과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루병의 골

조직의 형성부전을 가져오는 질환으로 유아나 어린이에서

격 기형과 관련된 특성이 많은 관계로 치과의사들은 구루병

호발하는 질환이다. 구루병은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구루병은 구강 내에도 다양한

알려져 있지만, 2000년대 이후로 발생률은 급격하게 증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구루병의 주요한 구강 내 특징으로

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는 2002년에 비

외상이나 치아 우식증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치은 농양,

해 2008년 비타민 D결핍증 혹은 구루병이 10배 이상 증가

치주 농양이 있다[5]. 또한 가장 흔한 치과적 문제로 치아 우

하기도 하였다[1]. 이러한 구루병의 증가 양상은 한국 또한

식증과 일차 혹은 영구치 치열의 맹출 지연이 발견된다[6].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한국이 심한 비타민D 부족·결핍 국가

이 외에도 법랑질 저형성증, 치은염, 확대된 치수강과 치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를 새로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

각, 우상치(taurodontism) 등이 나타날 수 있다[7-9].

다[2].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구루병을 문헌

따라서 치과의사들도 구루병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

속의 옛날 질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지식

며, 이의 구강 내 증상에 알맞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을 갖추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한, 이러한 구강 내 증상 및 일반적인 증상을 통해 구루병

알려진 바와 같이, 구루병은 비타민 D, 인, 칼슘 대사 장애

의 조기진단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본

나 부족으로 인해 소아의 성장판 유합 이전에 뼈의 석회화

증례를 통하여 구루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그에 따른

(calcification)나 무기질화(mineralization)에 결함이 생기는 질

구강 내 증상을 알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알아보고,

병이다[3,4]. 따라서 대부분의 성장판에서 뼈의 기형이 나타

구루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나게 된다. 손목, 팔꿈치, 무릎은 두꺼워지고 장골은 짧아지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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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및 약물치료를 시행해 오고 있었고, 약물의 반응에 따라서

11세 남아가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치과적

투약방법을 변경, 조정하기도 하였다.

정기 관리를 위하여 원내 의뢰되었다. 환아는 만2세경 해

이후 3개월마다 경과 관찰 및 검사, 투약을 반복하여 관

외에서 아이가 일어서거나 걷는 것을 월령에 비하여 잘못

리 중에 있었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치과검진 및 치료를

하는 것을 주소로 거주지 종합병원으로 내원하여 임상의

위하여 2016년 2월 22일 제주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로 의

학적, 혈액학적, 영상의학적 검사를 시행한 후에 저인산혈

뢰되었다. 환아는 치과 내원 당시 해외에서 법랑질 형성

증 구루병(hypophosphatemic rickets)으로 진단받고, 이에

부전 부위의 복합레진 수복을 받은 상태였으며, 영구치의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구루병을 제외한 다른 전신병

결손이나 치은, 치주의 염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아의 영

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후 3개월마다 혈액검사와

상의학적인 기초 검사를 위해 파노라마방사선 사진(Fig. 1)

소변검사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이어 오고 있었다. 국내로

을 촬영하였으며, 맹출 중인 견치에서는 법랑질 형성부전

이주한 후, 2015년 3월 14일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으로 인한 치아 외형의 결함(defect)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로 내원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재시행하고, 현재 환자의

(Fig. 1 and 2). 내원 당일에는 치아의 맹출이 충분하지 않

비타민 D 결핍 상태 및 구루병의 치료를 위한 정기진료

았으므로, 불소도포를 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7년 1월 25일 내원시에는 법랑질 형성 부전증
을 보이는 #13, #23 치아에 대한 복합레진 수복을 시행하
여, 환아의 치아의 정상적인 외형을 회복하였다. 이후에도
영구치 맹출 확인과 치아우식증, 치은염의 관리를 위하여
소아청소년과와 협진하여 지속적인 경과를 관찰중이다.

고

찰

구루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
Fig. 1. Panoramic view of a patient with rickets, taurodontism can
be seen in molars.

Fig. 2. Intraoral image of a patient showing enamel hypoplasia and
composite resin restorations can be seen in various teeth.

Fig. 3. A radiograph showing a characteristic genu varum of a typical rickets's 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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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차적으로 부족한 무기질이 칼슘인지 인산인지 혹은

Hypophosphatemic rickets은 유전적으로 발현하는 질환이

부족한 것이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인지에 따라 분류할

다. 유전성 저인산혈증 구루병(hereditary hypophosphatemic

수도 있고, 영양 결핍성과 비영양 결핍성으로 분류하기도

rickets)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 인의 요 배출이 증가하여

한다. 비영양 결핍성 구루병의 경우에는 약 90%가 신부전

저인산혈증이 유발되는 질환군이다. 여기에는 네 종류가

이나 신세뇨관 이상같은 신장의 문제이며, 5~10% 정도가

알려져 있다. 성염색체 우성(X-linked dominant) 유전 양상

유전성 저인산혈증 구루병이고, 비타민 D 의존성 구루병

을 보이는 X-linked hypophosphatemia가 가장 흔하며, 이

은 5% 이내로 알려져 있다[3].

외에 상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 구루병(autosomal dominant

이러한 구루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은 원인과 무관

hypophosphatemic rickets), 상염색체 열성 저인산혈증 구루병

하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모든 성장판에서 뼈

(autosomal recessive hypophosphatemic rickets) 및 고칼슘뇨 동

의 기형이 나타난다. 손목, 팔꿈치, 무릎은 두꺼워지고 장

반 유전성 저인산혈증 구루병(hereditary hypophosphatemic

골은 짧아진다. 또한 장골에서 성장판 모양의 변화로 길이

rickets with hypercalciuria)이 있다. X-linked hypophosphatemia,

성장의 감소와 각도의 기형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내반슬

상염색체 우성 저인산혈증 구루병, 상염색체 열성 저인산

(genu varum)(Fig. 3)이나 외반슬(genu valgum), 혹은 내반

혈증 구루병은 모두 섬유모세포 성장인자23(fibroblast

고(coxa vara)가 생긴다. 골격의 변형 외에도 근육 및 면역

growth factor 23, FGF23)의 유전적 문제로 인한 활성 증

계통에도 이상이 생긴다. 근긴장도가 떨어지거나, 잘 보채

가와 불활성화 억제에 의해 인산 배출이 증가하여 발생한다

고, 앉고 서고 걷는 발달 과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저칼슘

. FGF23의 주된 기능은 인의 요 배출이다. 고칼슘뇨 동반 유

혈증과 관련된 근육 경축, 무호흡 발작, 경련 등의 병력이

전성 저인산혈증 구루병에서는 2c형 나트륨-인산 공동운반

있거나, 심근병증(cardiomyopathy), 호흡기계 및 위장관의

체(sodium-phosphate cotransporters)인 NaPi-Ⅱc (SLC34A3)를

감염증을 동반하기도 한다[3]. 간혹 두개골의 발달 이상으

인코딩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신장에서의 인산 재

로 macrocephaly를 나타내기도 한다(Fig. 4). 뿐만 아니라,

흡수가 감소한다[3].
저인산혈증 구루병의 임상 양상은 영양 결핍성 구루병

다양한 치과적인 합병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주요한 구강
내 증상으로 외상이나 치아 우식증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

의 발생연령인 3-18개월 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인 1-2세

는 치은 농양, 치주 농양이 있다[5]. 또한, 치아 우식증과

사이에 처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 증상은 보행 발달

일차 혹은 영구치 치열의 맹출 지연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연과 하지 각 변형이며, 영양 결핍성 구루병에서는 보이

[6]. 이 외에도 법랑질 저형성증, 치은염, 확대된 치수강과

는 자극에 대한 과민함이나 둔함은 경미한 경우가 많다.

치수각, 우상치 등이 나타날 수 있다[7-9](Fig. 1).

치아에는 법랑질 저형성은 없으나, 상아질의 결손을 보이

본 증례의 환자는 저인산혈증 구루병(Hypophosphatemic

며, 치아 농양이 발생하기도 한다[3]. 임상적으로 건전한

rickets)으로 인 부족으로 인한 구루병에 속한다. 대부분의

치아에 농양이 호발하는 이유는 심한 저인산혈증으로 인
해 조직학적으로 심부 상아질에 저석회화된 관간상아질
(intertubular dentin)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아
모세포(odontoblast)의 기능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저인산
혈증으로 인해 상아질의 석회화가 불충분하여 관간상아질
의 부위에서 저석회화되고 이형성된 상아질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완전 석회화된 상아질은 수산화인회석
결절(hydroxyapatite nodule)의 형태로 존재하고 미생물의
서식처로 작용하여 근관치료시 기계적 세척작용을 방해하
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구간 상아질(interglobular
dentin)의 증가, 치수의 세포 성분의 감소 및 교원질 성분
의 증가 등의 소견이 나타나는데, 치수의 섬유성분의 증가는
상아모세포가 차지하는 부분과 재생성 상아질(reparative
dentin)의 형성을 감소시켜 치수감염에 저항할 수 있는 능
력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것 또한 농양과 농루가 호발하는
이유가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조직학적으로 치수각이 법
랑상아경계 혹은 교두정까지 연장되어 미생물과 다른 유
해물질들이 치수로 교통하게 되는 교통로를 제공하기 때

Fig. 4. Three-dimensional image of the skull of a child showing
macrocephaly.

문에 법랑질이나 상아질의 미세파절을 통한 미생물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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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diographs of patients normally growing with treatment of medication.

가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대개 농양이 처음 나타나는 나

있었다.

이가 어릴수록 치과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루병 환자의 치과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10-12]. 약물요법을 통하여 1.25-Dihydroxy-cholecalciferol 형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치은, 치

태의 비타민D를 보통 용량보다 적게 하여 인산염과 함께 혼

주 농양이 발생하거나, 확장된 치수로 인한 치수염의 발병으

합 투여하는 것이 추천되며, 통상적으로 조기에 치료를 시작

로 인한 근관치료의 필요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약물치료를

하면 정상적인 발육을(Fig. 5)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13].

하였더라도 치아의 석회화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증례의 환아는 2세경 잘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것

이에 대하여 주기적인 관찰 및 적절한 치과 치료를 통하여

을 주호소 증상으로 처음 병원을 방문하여 hypophosphatemic

비정상적 치아발육과 상아질 형성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

rickets를 진단받았다.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통해 정

이다. 따라서 치아의 발달문제로 약화된 치질에 대한 적절한

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진행하던 중 보호자의 요청으로 치

보호-예방적 불소도포 치료, 수복치료-와 구루병에 대한 의

과로 방문하였다. 맹출중인 치아의 법랑질 저형성증이 관

학적 치료-약물치료와 정형외과적 처치-가 필요하다. 치과를

찰되었고, 영구치 전치에서 기존 복합레진 수복이 관찰되

내원하는 영유아나 소아에서 내반슬 등의 장골의 기형 같은

었었다. 또한 상악 견치 맹출중, 법랑질의 형성 부전 보여

사지의 외형적인 문제나 다발성 치아 우식증, 원인이 불명확

복합레진 수복으로 치료하였다. 환아는 만2세경 구루병으

한 치은, 치주 농양, 법랑질 저형성, 치아 맹출 지연 등이 나

로 진단 받은 후에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

타난다면 구루병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아온 결과, 장골의 성장과 형태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

감별진단 하여야 한다. 만약 소아청소년과나 정형외과 등의

고, 치과적인 문제에서도 심각하지 않은 법랑질 형성부전

협진으로 구루병으로 확진될 시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증만이 관찰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정기검진과 예방치료

의 협진을 통한 약물치료와 정형외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

를 통하여 정상적인 치아맹출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

한 장골에 대한 평가 및 처치 그리고 주기적인 치과 검진과

으로 여겨지며, 성인이 된 후에는 법랑질 형성부전의 복합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레진 충전 부위에 대한 재수복시술 혹은 치과보철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 지속된다면 환아는 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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